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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뉴스 동영상의 검색을 위한 내용 기반 자동 색인화 방법을 제시한다. 제안한 방법은 

장면전환 검출, 앵커 후보 장면 검출과 앵커 장면 검출의 3 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 

장면전환 검출 알고리즘에 의해 검출된 대표 프레임을 대상으로 얼굴을 추출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추출된 얼굴의 공간적 위치와 크기를 고려하여 앵커 장면 후보들을 결정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앵커 장면 후보에서 HSV 컬러공간의 색상정보인 Hue 값을 특징벡터로 집합론 방법(Set-
theoretic approach)에 기반한 군집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최종 앵커 장면을 검출한다. 다양한 

실험영상을 통한 실험결과 제안한 방법은 앵커의 위치와 수에 상관없이 정확한 검출이 가능하였으며, 

평균 검출율(Precision)은 0.97, 회수율(Recall)은 0.98 의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I. 서론 

 
    지상파, 케이블,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와  인터넷 등 동영상 컨텐츠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많은 양의 컨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동영상에서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얻기 위한 검색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뉴스의 

경우 각 방송사와 포털 사이트에서 인터넷을 통해 

기사와 함께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사용자는 원하는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찾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동영상의 내용에 기반한 색인화 작업이 필수적이며, 

자동화 된 색인화 작업은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중요하다.  

뉴스 동영상은 구조적 특성상, 뉴스 기사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사내용이 방송되기 전에는 항상 

앵커가 등장하여 대략적인 기사내용을 소개한다. 이와 

같은 뉴스 동영상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앵커 

장면검출은 뉴스의 색인화 방법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구로 최근 다양한 앵커 장면 검출 방법이 

연구 되고 있다[1-3]. 앵커 장면에서 객체의 시각적인 

특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주로 앵커의 위치를 

한정시키고 앵커 옆에 위치하는 뉴스 제목이나, 변하지 

않는 앵커의 배경 등과 같은 특성을 이용하였다[1-2]. 

이러한 방법들은 뉴스 중에 앵커의 위치가 바뀌거나 

앵커가 둘 이상인 경우, 앵커 장면에서 뉴스기사 제목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검출하지 못하는 단점과 함께, 

인터뷰나 기자회견 등 앵커 장면과 비슷한 특성을 갖는 

장면이 잘 못 검출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얼굴과 

텍스트 검출알고리즘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처리 과정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처리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자동화 

색인 및 실시간 처리에 적합하지 않다. 다른 방법으로는 

앵커장면 자체를 하나의 템플릿으로 구성하여 동일한 

프로그램은 같은 구성과 배경을 갖는다는 전제하에 앵커 

장면의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에 미리 저장해 놓고 

색인화하고자 하는 동영상과 비교하여 앵커 장면을 

찾아내는 방법이 있다[3]. 그러나 이 방법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미리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데이터 베이스 

입력을 위한 선행 작업이 필요하며, 만약 프로그램의 

배경이나 구성이 바뀌게 되면 그와 같은 선행작업을 

반복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장면전환 검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각 장면의 대표 프레임을 추출하고, 추출된 

대표 프레임에 얼굴검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검출된 

앵커 위치와 크기를 기준으로 앵커 장면의 후보 

프레임들을 선정한다. 이렇게 선정된 앵커 장면후보 
프레임에서 HSV 컬러공간의 색상정보인 Hue 값을 이용한 
히스토그램으로 집합론 방법(Set-theoretic approach)[4]을 
적용하여 앵커 장면을 검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 장에서는 앵커 장면 
검출 시스템의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고 III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앵커 장면의 특성을 적용하여 앵커 
장면 후보를 구하는 방법과 앵커 장면 후보에서 집합론 
방법을 적용한 앵커 장면 검출 방법을 설명한다. 그리고 
IV 장에서는 제안된 방법의 실험 결과를 제시하고, 
V 장에서 결론 및 향후 과제를 논의한다.  

 
II. 시스템 개요 
 

그림 1 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앵커 장면 검출 시

스템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앵커 장면의 검출 결과를 실

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먼저 히스토그램의 차이를 이용한 장면전환 검출 알

고리즘을 이용하여 대표 프레임을 검출하고, 대표 프레

임을 대상으로 얼굴 검출을 한다. 검출된 얼굴의 위치와 

크기를 기준으로 앵커 장면 후보를 결정한다. 앵커 장면 

후보로 선정된 대표 프레임에서 HSV 컬러공간의 색상정

보를 특징 벡터로 추출하고 집합론 방법을 적용하여 후

보 장면들 간의 군집화를 통해 최종 앵커 장면을 검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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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앵커 장면 검출 시스템 

 
III. 앵커 장면 검출  
 
1. 장면 전환 검출  

 

동영상의 전체 프레임에 대하여 얼굴을 검출하고 검

출된 결과에 대하여 앵커 장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처

리해야 할 데이터의 양과 처리시간을 고려할 때 적합하

지 않다. 특히, 뉴스 동영상의 경우, 앵커 장면과 뉴스 

기사간의 구분이 뚜렷하기 때문에 장면을 대표하는 대표

프레임에 대해서만 앵커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효과

적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접한 두 프레임 

간의 컬러 히스토그램(histogram) 차이를 이용한 장면전

환 검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대표 프레임을 검출한다. 

히스토그램은 256 차원(dimension)을 사용한다. 이 히스토

그램은 색상의 중요 정보는 보존하면서 프레임을 표현하

는 특징 벡터의 정보량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

지만, 인접한 두 프레임 간의 히스토그램 차만으로는 카

메라 효과와 같은 점진적인 장면 전환 검출을 할 수 없

다. 특히, 점진적인 장면 전환은 여러 프레임에 걸쳐 변

화가 지속되기 때문에 인접한 두 프레임간의 히스토그램 

변화량은 작지만 장면 전환의 시작과 끝의 히스토그램 

차이는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점진적 장면전환은 

현재 프레임과 일정 시간 이전 프레임과의 유사도를 측

정하여 검출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장면전환은 식 

(1)을 이용하여 검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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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S 는 장면 전환이 검출된 프레임의 집합이고, ft 는 
t 번째 프레임을 나타낸다. ds(•)는 두 프레임 간의 유사도

를 히스토그램으로 계산한 값으로, N 은 히스토그램의 차
원수이고, Ht(i)는 ft 의 히스토그램이다.  

인접한 두 프레임간의 차이 값인 ds(ft, ft-1)이 급진적 
장면 전환 임계값(Tb) 이상이면 ft 에서 급진적 장면 전환

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한다. 점진적 장면전환은 ds(ft, ft-∆t)
를 계산하여 점진적 장면 전환 임계값(Tg)보다 크면 점진

적 장면 전환으로 판단한다.  
장면전환 프레임을 검출하는 과정에서, 앵커 장면의 

특성상 장면 간격이 1 초 이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검출

된 장면 전환 프레임간의 간격이 1 초 이내일 경우에는 
장면 전환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2. 얼굴 검출 

 

장면 전환 검출단계에서 얻은 각 장면의 대표 프레

임에 대하여 얼굴 검출 알고리즘[5]을 이용하여 앵커의 

위치를 찾는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얼굴검출 알고리즘

은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얼굴검출의 정확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고속의 검출이 가능하다.  

앵커 장면은 방송 프로그램에 따라 앵커의 위치와 

수에 차이가 있다. 그림 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앵커의 

위치와 수가 방송 프로그램마다 다르고 같은 프로그램 

내에서도 보도 내용에 따라 일정하지 않다.  
 

   
(a)오른쪽에 위치한 앵커 (b)왼쪽에 위치한 앵커 

  
(c)중앙에 위치한 앵커 (d)양쪽에 위치한 앵커 

 
그림 2. 앵커 화면의 예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앵커의 위치와 수에 무관

하게 앵커 장면을 검출하기 위해 몇 가지 가정을 한다. 

먼저 대표 프레임에서 앵커의 얼굴이 존재할 수 있는 범

위는 그림 3 과 같이 화면의 상, 하와 좌, 우 1/6 을 제

외한 가운데 부분으로 한다. 이 범위에서는 가능한 경우

의 모든 앵커의 얼굴을 검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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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얼굴 검출 영역 
 
또한, 이 범위 안에서 검출된 얼굴의 크기가 프레임 크

기의 1/10 이하인 것은 앵커 얼굴로 볼 수 없는 작은 얼

굴이기 때문에 앵커 얼굴에서 제외한다.  

그림 4 는 이와 같은 가정을 기초로 뉴스 3 에 대한 

앵커 후보 장면의 대표 프레임을 보여주는 예이다. 하지

만, 앵커 장면 후보에서는 앵커뿐만 아니라 앵커가 아닌 

다른 장면들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앵커 장



 

면을 검출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  

    
 

    
 

     

 
그림 4. 검출된 앵커 장면 후보의 예 

 
 

3. 앵커 장면 검출 
 

    앵커 장면은 비슷한 배경, 앵커의 얼굴크기와 입고 

있는 복장 때문에 색상 정보가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색상정보를 특징 벡터로 하여 군집화 하면, 앵커 장면과 

아닌 장면을 쉽게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HSV 컬러 공간에서 색상 정보인 Hue 값의 히스토그

램을 특징벡터로 이용하여 집합론 방법을 적용, 앵커 장
면을 검출한다. 앵커 장면 후보의 대표 프레임에 대하여 
Hue 값을 구하고 그 값을 256 레벨로 양자화 한다. Hue
값은 식(2)를 적용하여 구하고, 그 값을 Hue 값의 범위 

(0-360 도)에 따른 색상의 특성을 유지하고, 민감도를 줄

이기 위해 256 레벨로 양자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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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 (2)에서 R, G, B 는 RGB 컬러 공간에서의 빨간색, 

녹색, 파란색이다.  

이렇게 구한 Hue 값으로 각 앵커 장면 후보의 특징 

벡터인 히스토그램을 구하여, 집합론 방법에 적용한다. 
특징 벡터의 유사도는 유클리디안 거리(Euclidean 
distance) 값으로 측정한다. 앵커 장면 후보의 대표 프레

임 전체 집합 U 의 n 번째 대표 프레임을 kn 이라고 하면, 
두 대표 프레임, kn 과 km 의 특징 벡터에 대한 유클리디안 
거리는 du(kn, km) 로 나타낸다. 대표 프레임은 그림 5 와 
같이 특징 벡터로 공간상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고, 대표 
프레임을 나타내는 정점(vertex)은 자신과의 거리가 ε  이
하인 정점과 에지(edge)로 연결된다. ε 은 유사도를 나타

내는 거리에 대한 임계값이다. 이 때, 전체 집합 U 의 부
분 집합 Cn 은 식 (3)과 같이 정의하며, 각 정점에 대한 
부분 집합 Cn과 deg(kn)는 표 1 과 같다. 

 
}),(|{ ε≤∈= mnumn kkdUkC . (3)

 
여기서, 정점 kn 의 차수 deg(kn)는 집합 Cn 이 포함하는 원

소 개수를 나타낸다.  
 

 

 
그림 5. 특징 벡터 공간 

 
 

표 1. 그림 5의 kn에 대한 { Cn } 
 

Cn Cn 의 원소 프레임 deg(kn) 

C1 k1 , k3, k4, k5  4 

C2 k2 , k5, k9  3 

C3 k1 , k3, k4, k5  4 

   

C20  k14 , k16  2 

 
앵커 장면은 특징 벡터가 유사하기 때문에 정점간의 

거리가 매우 가깝다. 즉, 앵커 장면의 정점은 특징 벡터 

공간에서 특정 위치로 몰리게 되며 그 중 한 정점을 중
심으로 ε  보다 작은 범위 안에 대부분 존재하게 된다. 그

러나 앵커 장면 이외의 다른 장면들의 정점은 특징 벡터 

공간에서 특정 위치에 밀집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기

사 내용 장면에서 검출된 대표 프레임은 장면마다 색상

정보가 다르고 유사한 장면이 있다고 해도, 3~5 분 간격

으로 등장하는 앵커 장면들처럼 그 수가 많지 않기 때문

이다. 따라서 앵커 장면들은 한 대표 프레임 kn 을 중심

으로 거리가 ε  보다 작은 범위 안에 모이고, 그 집합 Cn

는 모든 집합들 중에서 차수가 최대인 집합이 된다. 즉, 
앵커 장면 집합 C 는 다음과 같다. 

 
)deg(maxarg n

C
kC

n

= . 
(4)

 
    그림 5 에서 앵커 장면 집합 C 는 k5 를 중심으로 하
는 집합 C5 이며 이 때, 앵커 장면의 대표 프레임은 C5 의 
원소인 {k1, k2, k3, k4, k5, k7, k9} 이다. 
 
IV. 실험 결과 

 

각기 다른 구성의 앵커 장면을 가진 뉴스 동영상 4

개에 대하여 제안한 방법을 실험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임계값 Tb 는 0.2, Tg 는 1.2, ε  는 0.79 이며, 제안한 알고

리즘의 성능측정을 위해 정확도(Precision)과 회수율

(Recall)을 식 (5)와 같이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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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는 올바르게 검출된 앵커 장면의 수이고,  nf 잘못 검
출된 앵커 장면의 수(false), nm 는 검출하지 못한 앵커 장
면의 수(miss)이다. 정확도와 회수율의 값이 모두 1 에 가

까운 값일 때,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이 좋다고 할 수 

있다.  

표 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안한 앵커 장면 검출 방

법을 적용했을 경우, 정확도와 회수율에서 평균 0.97 과 

0.98 의 성능을 보였다. 
 
표 2. 다양한 뉴스 동영상에 대한 앵커 장면 검출 결과 

 

실험 

동영상 

앵커장면의 

개수 
정확도 회수율 

뉴스 1 9 1.00 1.00 

뉴스 2 6 1.00 1.00 

뉴스 3 16 1.00 0.94 

뉴스 4 42 0.89 0.98 

평균 0.97 0.98 

 

그림 6 은 4 개의 실험 동영상에 대한 앵커 장면 검

출 결과이다. 뉴스 1 과 뉴스 2 는 앵커 한 명이 진행하

는 뉴스 동영상이고 뉴스 3 은 2 명이, 뉴스 4 는 2 명의 

앵커와 1 명의 보조 앵커가 진행하는 동영상이다. 뉴스 3

과 뉴스 4 의 경우, 앵커 두 명이 한 화면에 모두 등장하

거나 따로 등장하더라도 모두 앵커 장면으로 검출된 것

을 볼 수 있다. 또한 같은 동영상 내에서 앵커의 위치가 

변하거나 뉴스 기사 제목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도 앵커 

장면을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었다.  
  

 
(a) 뉴스 1 

 

 
(b) 뉴스 2  

 

 
(c) 뉴스 3  

 

 
(d) 뉴스 4  

 

그림 6. 검출된 앵커 장면 

 

그러나 앵커 후보 프레임에서 앵커 프레임을 검출할 

때, 색상정보만으로 구성된 특징 벡터를 이용하기 때문

에, 뉴스 4 의 경우에는 앵커 장면이 아닌 프레임이 앵커 

장면의 색상과 유사하여 앵커 프레임으로 잘못 검출되는 

경우도 있었다.  

 

V.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는 장면 전환 검출과 얼굴 검출로 앵커 

후보 프레임들을 검출하고 검출된 후보 프레임에서 색상 

정보를 특징 벡터로 추출하여 집합론 방법을 적용함으로

써 앵커 장면의 대표 프레임을 검출하였다.  

특히, 제안한 검출 방법은 뉴스 동영상과 같은 유사

한 내용구조를 갖는 교육용 프로그램이나 시사 프로그램

과 같이 동영상의 색인화에도 적용 가능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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